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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 스와 련된 구강안면통증의 연구에 있어서 타액내의 

스트 스호르몬의 활용

조선 학교 치과 학 구강내과학교실

유지원․윤창륙․안종모

  많은 질병들과 기존에 존재하는 신체 인 질병들은 스트 스로 인해 발병되거나 크고 작은 스트 스의 향으로 악화된

다. 스트 스의 연구에 호르몬을 사용하는 기본은 신체의 부분 시스템이 스트 스를 받는 동안 변화를 보인다는 것과 이

러한 변화에 호르몬이 스트 스와 확실하게 연 되어 있다는 것을 찰하는 것이다. 개념 으로 스트 스에 있어서 교감신

경계와 시상하부-뇌하수체-부신축의 활성화가 심 인 역할을 한다는 것이 호르몬의 변화를 측정해야 할 충분한 근거를 

제공한다. 에피네 린과 노르에피네 린과 같은 카테콜라민, 코티졸, 테스토스테론 그리고 성장호르몬 등은 스트 스에 

민한 반응을 보인다. 한편 스트 스 연구를 한 타액표본은 액이나 요의 표본과는 달리 스트 스를 주지 않고도 표본을 

얻을 수 있으며 신체 인 구속이나 윤리 인 문제 등을 염려하지 않고도 채취가 가능하다는 장 이 있다. 타액내의 호르몬

의 수치는 액내의 호르몬 수치를 잘 반 하므로 스트 스와 련된 구강안면통증의 연구에 있어서 타액내의 스트 스 

호르몬에 활용도는 매우 높으리라고 사료된다.

 

주제어 : 스트 스, 호르몬, 타액, 구강안면통증

1)I. 서    론

  인간에게 있어서 스트 스 반응은 신체를 보호하

기 한 반응이며 건강한 삶을 해서도 으로 

필요한 반응이다. 스트 스란 본래 개체에 가해지는 

압력이나 물리  힘을 가리키는 것으로 물리학에서 

흔히 사용되다가 인체에 용되면서 압박감이나 근

육의 긴장과 같은 신체  반응처럼 정신과 신체 간의 

계에서 측할 수 있는 흥분상태를 의미하게 되었

다. 

  그러나 스트 스를 개체에 부담을 주는 외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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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 자극으로 보는가 하면 스트 스인자에 한 개

체의 반응으로 보기도 하고, 사람 개체와 환경 간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개체가 받는 상태로 일컫기

도 한다. 이처럼 스트 스란 용어는 오래 부터 리 

사용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일반 으

로 인정될 수 있는 정의는 확립되어 있지 않다.1)

  그러나 최근에는 스트 스를 개인에 의해 의미 있

는 것으로 인식되는 외   내 자극으로 보고, 이것

이 감정을 자극시키고 마침내 건강과 생존을 하

는 생리  변화까지 일으키는 것으로 보고 있다.
2)
 즉, 

부분의 최근 스트 스 이론들은 심리 인 특성들

이 정신 인 자극의 생리  반응을 통해 질병에 향

을 다고 한다. 그러나 사실 이러한 논쟁을 지지할 

수 있는 기본 인 계를 입증하기란 어렵다.3)

  인간은 삶에 있어서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인 상황에 신체가 잘 응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반

응을 보인다. 이러한 응 반응은 다양한 신체기 들

에서 발생하며, 어떤 방식으로든 유기체의 모든 시스

템과 연 되어 있다.
4)
 이러한 반응들에서 신경계와 

내분비계는 매우 요한데, Means5)는 동물의 몸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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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활동 인 통합 기 은 신경계, 순환계 그리고 순

환계를 이동수단으로 이용하는 내분비계라고 하 다. 

이러한 시스템은 각기 서로 연계되어 있으며 고등동

물이라는 한 개체가 하나의 통합체로 역할을 함에 있

어서 요한 역할을 함께 수행한다.

  일반 으로 스트 스에 노출된 후에는 통합 인 

생물학  반응이 나타나는데 이 에 신경내분비계 

변화들은 에 지의 이용을 증가시키고 필요한 물질

의 동원  회복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스트 스 반응

을 극복하는데 잘 응하도록 도움을 주기도 하며, 다

른 시스템(system)에 향을 미치거나 질병의 발생

이나 경과에 향을 미치기도 한다. 즉, 스트 스 인

자에 의해 신체가 항력을 높이기 해 각종 호르몬

을 분비하게 되는데 이러한 반응들이 변화하게 되면 

많은 질병을 일으킨다고 보고 있다.6)

  한편 생화학  기술의 발달로 인해서 스트 스 시

에 요한 것으로 간주되는 호르몬과 펩타이드

(peptide)의 수는 엄청나게 증가하게 되었다. 동시에 

스트 스의 효과로서 특히 정신   신체  결과에 

한 인식이 확 되면서 스트 스와 여러 병리간의 

계가 조사되기 시작했는데, 이 게 함으로써 측정

될 수 있는 신경내분비계와 련된 생화학 인 물질

들의 수는 더욱 많아지게 되었다. 이러한 호르몬의 측

정을 스트 스의 연구에서 이용하는 근거는 신체 

  부분의 시스템이 스트 스  변화하고 이런 변

화들을 나타내는 호르몬 마커(marker)가 스트 스와 

련된다는 찰에 근거한 것이다.1,7)

  스트 스에 있어서 흔히 사용되는 호르몬 활동을 

측정하는 방법들  하나는 액, 뇨  타액의 호르

몬 수치를 측정하는 것이다. 최근에는 액표본을 얻

는 것과 련되어 나타난 

  많은 문제들로 인하여 타액내의 호르몬을 스트

스 반응을 측정하는데 사용하기 시작하 는데 최근 

40년간의 수많은 연구들에서 타액내의 호르몬 수치

는 액내의 호르몬 수치를 잘 반 한다는 계를 보

여주고 있다.8) 타액을 사용할 경우에는 정맥천자와 

달리 스트 스를 주지 않고서도 표본을 얻을 수 있으

며, 연구자들이 액이나 요의 측정에 따르는 문제들, 

즉 신체  구속이나 윤리 인 문제등을 염려하지 않

고도 타액채취가 가능하다는 장 들이 있다.
8-10)

  한편 구강안면 역에는 재발성 아 타성 궤양

(recurrent aphthous ulceration), 구강 편평태선

(lichen planus), 치주질환 그리고 측두하악 장애 

등과 같은 스트 스와 련된 많은 통증성 질환 들이 

발병하나 아직까지 이러한 질병과 스트 스와의 원

인 계를 규명하기란 쉽지 않았다. 이에 본 연구에서

는 구강안면통증 연구에 도움이 되고자 타액내의 스

트 스 호르몬의 종류와 이들의 활용여부  의미를 

알아보고자 한다.

Ⅱ. 타액내의 스트 스 호르몬

  개념 으로는 스트 스 반응에 있어서 교감신경계와 

시상하부 -뇌하수체 -부신축 (hypothalamic-pituitary

-adrenal axis, HPA axis)의 활성화가 심 인 역할

을 한다는 것이 호르몬의 변화를 측정해야 할 충분한 

근거를 제공한다. 따라서 카테콜라민(catecholamine)

과 루코코르티코이드(glucocorticoid)가 스트 스 

연구에 있어서 가장 공통된 내분비계 호르몬이고 가

장 잘 이해되고 사용하기 쉬운 호르몬이다. 한편 성호

르몬(sexual hormone), 성장호르몬(growth hor-

mone), 갑상선호르몬(thyroid hormone) 그리고 롤

락틴(prolactin) 등은 스트 스와 련되나 아직까지

는 간혹 명확한 변화를 보이지 않을 때가 있다. 그러나 

이들 호르몬에 한 이해와 측정법의 발 으로 인해 

이들 호르몬 한 앞으로 스트 스 연구에 있어서 

요한 호르몬이 될 것이라고 상한다.7)

 

1. 카테콜라민

  스트 스에 한 호르몬 활성의 측정으로 흔히 사

용되는 것  하나는 에피네 린(epinephrine;adre-

naline)과 노르에피네 린(norepinephrine;noradre-

naline)과 같은 카테콜라민의 순환과 분비정도의 평

가이다. 도 민(dopamine)을 포함한 카테콜라민은 뇌

에 있는 amino acid tyrosine, 부신수질의 chromaffin 

cell, 교감신경 그리고 교감신경 로부터 합성되어진

다. 카테콜라민은 부분 신체 기 에 다양한 사효

과와 자극효과를 갖는데 연설, 시험, 암산  운

동 등의 스트 스인자에 해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

되고 있으며, 공포감을 일으키는 자극에 노출된 후에

도 증가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7) 한 다양한 치과

치료에 한 불안감과 공포감을 평가하기 해서도 

타액내의 카테콜라민에 분석이 사용되고 있으나 반

감기가 1～3분 정도로 매우 짧기 때문에 표본의 보

에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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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코티졸(cortisol)

  많은 스테로이드(steroid) 호르몬들이 스트 스에 

향을 받는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다. 그  코티졸

은 스트 스 자극에 한 반응에 있어서 변화된 생리

 상태를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는 요한 지표로서 

간주된다. 코티졸은 부신피질에서 만들어지는 주요 

루코코르티코이드 호르몬으로 자발 으로 분비되

기도 하고 다양한 생화학 물질과 정신 인 자극에 의

해 분비되기도 한다.
12)
 코티졸 분비는 오  8시경에 

최고치를 보이고 자정에 최하 수치를 나타낸다. 그러

나 코티졸은 맥박이 뛰는 형태로 분비가 되는데, 24시

간 이상의 측정에서 15번이나 그 이상의 맥동성 분비

를 나타내며 이러한 분비는 이른 아침동안에 가장 크

게 나타낸다. 코티졸의 주요기능으로는 지방 사의 

진과 단백질로 부터 루코스(glucose)의 생산, 항 

염증작용, 그리고 면역과 신장  근육기능조  등이 

있다. 즉, 넓은 범 의 작용은 축 된 에 지를 소모

하는 이화작용에 집 되는데, 루카곤(glucagon)과 

같은 다른 호르몬과 서로 작용하여 에피네 린의 합

성을 통한 교감신경계의 각성에도 향을 미칠 수 있

다.
7)
 코티졸은 외과  수술을 기다리는 환자들의 심

리 인 스트 스 상황,13) 자 거와 달리기와 같은 운

동,14,15) 낙하산훈련,16) 경쟁  구두시험과 같은 스트

스 상황
17)

에서 증가되며, 연설
18)

이나 지속 인 

정신작업을 수행하는 사람들19)에서도 증가되는 것으

로 보고되고 있다.

  한편 타액 코티졸의 반감기는 략 70분 정도로 카

테콜라민보다 길며 타액 분비율에 향을 받지 않고 

액내의 코티졸 수치변화를 잘 나타내기 때문에 타

액내의 코티졸 분석은 재발성 아 타성 궤양,
20)
 구강 

편평태선,21,22) 치주질환,23) 측두하악 장애24)  폐

경기 구강증상25)을 가지고 있는 환자들에 있어서 정

신 인 스트 스의 향에 한 연구에도 활용되고 

있다. 한 성 스트 스에 한 작근의 반응,26) 

물리치료의 효과27)와 치과치료에 한 환자의 스트

스 평가
28-32)

등에도 사용되고 있다. 결과 으로 타액

내의 코티졸은 물리 , 심리  스트 스에 의해 증가

되는 것으로 보여진다.

3. 성호르몬

  테스토스테론(testosterone)은 스트 스인자에 

해 반응하나 반 로 나타나는 것이 특징이다. 를 들

면 군사기  훈련을 받는 신병들 에서 잘 응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잘 응하는 사람들 보다 요의 테스

토스테론 수치가 유의하게 감소되는 것으로 나타났

으며,
33)
 치과 인 외과수술 장면을 담고 있는 스트

스성의 화를 보고 있는 동안에도 타액내의 테스토

스테론 수치는 화를 보기 보다 감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34)
 한편 고환의 기능을 평가하기 한 수단

으로도 사용되고 있는 타액내의 테스토스테론은 직

업과 련되어서는 로운동선수, 배우 그리고 법정

변호사 등에서 높은 수치가 나타나고,
35)
 음악 감상에 

해서는 음악 청취 후 남성에서는 수치가 감소되나 

여성에서는 증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36)

  로게스테론(progesterone)이 스트 스에 해 반

응하는지는 확실하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리

 스트 스가 심한 상태에서는 배란이 억압된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며 타액내 로게스테론 수치

의 변화는 청에서와 유사한 패턴을 나타내므로,37,38) 

황체와 난소의 기능을 평가하거나 배란을 측하는

데 사용할 수도 있다.
39,40)

4. 성장호르몬

  성장호르몬은 성 스트 스인자에 한 반응으로 

상승하는데 청과 타액내의 성장호르몬의 수치는 

명백한 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1)
 한 성장

호르몬은 사람과 동물 모두에서 불안에 해 강하게 

반응하며, 불안의 정도가 비교  낮더라도 아주 방어

인 경우에는  성장호르몬이 증가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42,43) 재까지 구강안면통증과의 계

에 있어서 성장호르몬의 타액내의 분석에 해서는 

보고된 바 없다.

5. 기타(others) 

  갑상선호르몬인 티록신(thyroxine), 롤락틴 그리

고 세로토닌(serotonin) 등과 같은 호르몬도 스트 스

와 련된 변화를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화합물들에 

있어서 변화의 의미는 항상 명확하지 않으며 어떠한 

경우에는 연구의 방향조차도 명확하지 않다.7) 이러한 

물질들은 신뢰성이 높지만 민감하기 때문에 분석을 

해 숙련된 연구원이 필요하며, 재까지 타액내의 

분석에 한 연구들은 많이 보고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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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스트 스와 련된 구강안면통증의 연구에 

있어서 타액내의 스트 스호르몬 

  스트 스와 련된 구강안면통증의 연구에 있어서 

타액내의 스트 스 호르몬의 활용에 한 의미를 스

트 스와 질병과의 계, 스트 스와 내분비, 타액내

의 스트 스 호르몬의 채취  분석방법 그리고 타액

내의 스트 스 호르몬의 측정에 한 고려사항으로 

구분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1. 스트 스와 질병과의 계

  많은 질병들과 기존에 존재하는 신체  질병들은 

스트 스로 인해 발병되거나 크고 작은 스트 스의 

향으로 악화된다. 스트 스와 질병 간의 계는 다

음과 같이 간단히 설명할 수 있다. 스트 스를 받으면 

먼  뇌피질에서 스트 스인자를 지각하여 그것이 

생체에 인지 아닌지를 평가한다. 이때 이런 평

가에 향을 미치는 변수들로는 신체 인 것으로 연

령  성별이 있고, 심리 인 것으로는 인격  기존 

정신병리가 있으며, 환경 인 것으로는 사회   경

제  상태가 있다. 그 다음으로 평가에 한 응방법

들을 선택하게 되는데 선택된 응방법에 따라 불안, 

우울 그리고 분노 등과 같은 감정반응이 일어나게 된

다. 

  이것이 성 스트 스인자인 경우에는 시상하부-

뇌하수체를 자극하고 교감신경을 통해 부신수질을 

자극하여 에피네 린과 노르에피네 린을 분비한다. 

이것은 심장박동을 증가시키고 맥박을 빠르게 하고 

호흡을 가쁘게 하며 당의 변화와 같은 사의 변화

를 일으킨다. 

  그러나 스트 스가 지속될 때에는 시상하부-뇌하

수체-부신축이 자극을 받아 부신피질에서 코티졸이

란 호르몬을 분비시켜 면역기능을 떨어뜨리게 되어 

나 에 여러 가지 질병을 일으킬 험성이 높아진다. 

그러나 스트 스가 건강을 해치기도 하지만 어떤 때

에는 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다는 의문에 해서는 아

직까지 명확하게 밝 지지 않고 있다.1)

  일반 으로 원인이 스트 스와 련된다고 알려진 

질병으로는 긴장성 두통, 편두통, 상동맥질환, 기

지천식, 과 호흡증후군, ·십이지장 궤양, 과민성 

장증후군, 류마티스성 염  다양한 정신장애 등

이 소개되고 있으며, 구강안면 역에 있어서는 재발

성 아 타성 궤양, 구강 편평태선, 치주질환  측두

하악 장애 등이 있다. 재까지 이러한 스트 스

와 련된 질병에 하여 스트 스의 효과를 완 히 

이해할 만큼 충분한 자료는 제공되지 못하고 있다.

2.스트 스와 내분비

  스트 스와 질병과의 계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질병의 간기 으로 내분비기능이 여하게 된다. 

일반 으로 스트 스인자가 뇌피질에서 인지되면 

망상활성계(reticular activating system)를 통해 감정 

 충동 인 행동과 하게 련된 변연계(limbic 

system)와 시상(thalamus)으로 달된다. 그 다음에

는 시상하부(hypothalamus)로 달되어 내분비계와 

자율신경계를 활성화시키는데, 내분비계를 활성화시

킬 때는 시상하부 앞쪽에서 코르티코트로핀 방출호

르몬(corticotropin releasing hormone;CRH)과 갑상

선자극 방출호르몬(thyrotropin releasing hormone; 

TRH)을 분비하여 뇌하수체의 자극을 통해 부신피질

자극 호르몬(adrenocorticotropic hormone;ACTH)과 

갑상선자극 호르몬(thyrotropic hormone;TTH)의 방

출 후 코르티코이드(corticoids)와 티록신을 분비한다. 

한편 시상하부 앞쪽에서 자율신경계를 통해 뇌하수

체가 활성화되면 옥시토신(oxytocin)과 바소 신

vasopressin)이 방출된다(Fig. 1,2).

  성 스트 스는 뇌하수체 활성화를 통해 부신수

질을 자극하여 에피네 린, 노르에피네 린과 같은 

카테콜라민을 분비하여 생리 인 반응을 일으킨다. 

만약 스트 스가 지속되면 뇌하수체는 부신피질 자

극호르몬을 분비시켜 부신피질을 자극하게 되는데 

부신피질에서는 코티졸과 알도스테론(aldosterone)이

란 호르몬을 분비하게 된다. 알도스테론도 스트 스

에 항하도록 비시키는 역할을 하는데, 요 생성을 

감소시키거나 나트륨을 축 시켜 류량을 증가시킴

으로서 팔, 다리와 같이 활동을 많이 하는 신체부 로 

양분과 산소를 이동시킨다.1,4)

  결국 이러한 호르몬 들은 신체에서 부분의 시스

템에 향을 주고 신체  기능의 기본  특징을 잘 

반 한다.

3. 타액내의 스트 스호르몬의 채취와 분석방법

  부분 신경내분비기능의 연구는 액과 요의 측

정에 기 를 두고 있다. 그러나 스트 스 연구에서 새

로운 발 과 임상  연구는 타액에서 코티졸의 신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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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상하부 전엽에서 CRH방출

부신피질 활성화

뇌하수체에서 ACTH에 방출

CRH에 의해 뇌하수체 활성화

대뇌피질

스트레스 인자

시상하부

    후부                                                    전부

시상

자율신경계를 거쳐 부신수질을 활성화

급성스트레스일 경우 

epinephrine과 norepinephrine분비  스트레스 지속시 cortisol을 분비

Fig. 1. Brain and stress

할 수 있는 측정방법에 개발이 이루어진 뒤 다. 타액

샘 은 스트 스 없는 상황에서 반복 으로 쉽게 얻

어질 수 있고 정맥천자와 달리 숙련된 임상병리사나 

다른 의료계 사람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이러한 장

은 요에서 보다 더 빠르고 시간에 맞는 평가를 제공

하며 액이나 요의 채취과정에서 나타나는 행동제

한 없이 스트 스 호르몬을 평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한 표본을 환자 스스로 집에서 채취할 수 

있기 때문에 실험실 밖에서 과학  연구와 임상연구

를 해 범 하게 사용할 수 있다.8,10,44)

  타액표본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얻어질 수 있는데, 

가장 흔한 것은 타액을 일회용 튜 (tube)나 작은 

라스틱 용기에 뱉는 것이다. 그러나 이 방법은 채취하

기에는 편하지만 몇 가지 단 을 가지고 있다. 즉 사

람들이 자신의 입 밖으로 흐르는 타액을 보는 것에 

해 감정 인 편견을 가질 수 있고, 타액표본을 원심

분리하기 해 좀 더 작은 튜 로 타액을 옮겨야 할 

경우에는 다소 비 생 이고 실험을 하는 연구원에

게는 어려운 실험과정  하나 일 수 있다. 따라서 이

러한 방법으로는 타액을 모으기 힘들 수 있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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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르티코트로핀 방출호르몬 분비

시상하부 전엽

갑상선자극 방출호르몬 분비

뇌하수체 활성화

코르티코이드 방출

부신피질 활성화

부신피질 자극호르몬 방출

뇌하수체 활성화

바소프레신 방출옥시토신 방출

티록신 방출

뇌하수체 활성화

갑상선자극호르몬 방출

갑상선 활성화

자율신경계

Fig. 2. Stress and anterior region of hypothalamus

타액채취를 해 특별히 고안된 Salivette
Ⓡ
(Nüm-

brecht, Sarstedt Inc., Germany)45)나 이와 유사한 장

비가 사용될 수도 있다. 이 장비는 소독된 면

(cotton swab), 작은 비이커(beaker) 그리고 일회용 

라스틱 튜 를 함유하고 있는데 타액분비를 자극

하기 해 30～60 간 면 을 씹은 후 면 과 함께 

타액을 비이커에 뱉는다. 그리고 3,000 r.p.m 

(revolution per minute)에서 2분 동안 원심분리한 후 

0.5～1㎖의 타액을 일회용 라스틱 튜 에 피펫

(pipette)으로 옮긴다. 타액분비 자극제로서 구연산

(citric acid)을 이 장비와 함께 사용할 수 있으나, 이

것은 코티졸의 정량을 해 사용되는 생화학  분석

을 방해할 수도 있다.
7,19,46)

  타액표본의 장은 원심분리하지 않을 경우에 분

석할 때까지 -20℃에서 장하면 되나, 코티졸의 분

석을 한 실험일 경우에는 타액을 2주 정도 실온에 

장하여도 코티졸의 농도에는 향이 없다.
19,46)
 한편 

원심 분리된 타액표본을 코티졸의 분석을 해 사용

할 경우에는 5℃에서 3개월 이나 -20℃ 는 -80℃에

서 어도 1년까지 장할 수 있으나,
47)
 카테콜라민의 

분석일 경우에는 반감기가 짧아 표본보 에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카테콜라민을 측정하기 해서는 방사선 효소분석

법(radioenzymatic assay, REA) 그리고 기화학  

탐지법을 이용하는 high-performance liquid chro-

matography(HPLC)와 같은 분석방법이 유효한데, 방

사선 효소분석법에는 방사선동 원소(radioisotope)

가 필요하나 

  HPLC에는 방사선 동 원소가 필요하지 않고 고가

의 민감한 HPLC 시스템이 필요하다. 코르티코스테

로이드는 보통 방사선면역분석법(radioimmunoa-

ssay, RIA)에 의해 측정되는데, 이런 분석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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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요 그리고 타액의 코티졸 수치를 측정하는데 신뢰

할 만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방법의 장 은 다른 

호르몬의 측정을 어렵게 하는 요소가 있더라도 코티

졸의 측정은 가능하기 때문에 카테콜라민 측정의 효

과가 의문시 될 때에도 스트 스를 입증해  수 있

는 우수한 측정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1,7,19) 성호르몬, 

성장호르몬, 갑상선호르몬 그리고 롤락틴의 분석에

는 방사선 면역분석법이 공통 인 분석기술이며, 이

러한 분석 모두 숙련된 연구자와 방사선동 원소의 

사용이 필요하다. 세로토닌은 방사선 효소분석법과 

HPLC에 의해 분석될 수 있다.7) 

4. 타액내의 스트 스 호르몬의 측정에 한 고려사

항

  스트 스 호르몬의 측정은 정신  그리고 육체

인 스트 스의 평가에 있어서 객 인 방법이다. 그

러나 표본채취에 있어서 액을 이용할 경우 액채

취 자체의 스트 스 만으로도 스트 스 호르몬 수치

를 증가시킬 수 있기 때문에 타액을 이용한 스트 스 

호르몬의 분석은 스트 스와 질병과의 연구에 있어

서 아주 좋은 도구라고 할 수 있다. 스트 스와 내분

비계 분야의 발달에 한 역사 인 에서 볼 때 

에피네 린과 코티졸을 먼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두 

호르몬 즉 카테콜라민과 루코코르티코이드는 스트

스 연구에 있어서 가장 공통된 내분비계 호르몬이

고 서로 련성이 있어 사용하기 쉬운 호르몬이다.

  액이나 요를 이용한 카테콜라민의 측정은 압

과 같은 생리 인 측정방법보다 좀 더 강한 효과를 

보여  수 있으나 비용이 비싸며, 특히 요를 이용한 

연구는 성 스트 스 효과를 연구하는데 부 하

다. 그러나 타액내의 카테콜라민의 측정은 성 스트

스 효과를 잘 반 해 주기 때문에 액채취에 육체

인 제한이 따르는 어린이의 스트 스를 평가하는

데 유용하다. 일반 으로 스트 스 인자의 확실한 

향을 연구함에 있어서 압이나 심장박동률을 측정

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할 수 있으나 스트 스가 면역

기능에 주는 향이나 몸 체 시스템과의 상호작용

에 한 기 에 심을 갖는다면 에피네 린과 노르

에피네 린의 측정은 요하다. 하지만 재까지 카

테콜라민의 측정없이 추정되는 기 만이 연구되지 

않고 불분명하게 남아있다. 한편 스트 스를 동반한 

호르몬 인 변화를 연구하는데 있어서 카테콜라민을 

독립변수로 사용하려면 카테콜라민의 측정에 향을 

 수 있는 약물사용, 카페인이 들어있는 음료  알

코올 섭취, 흡연과 표본채취시 행동조   육체 인 

활동이 고려되어야 한다.7)

  역사 으로 시상하부-뇌하수체-부신축과 코르티

코이드 방출에 한 측정은 카테콜라민보다 더 오랫

동안 스트 스의 기 으로 묘사되고 스트 스의 지

표로서 사용되어져 왔다. 이것은 코르티코이드와 이

것의 사물질에 한 분석법이 다른 호르몬의 분석

법보다 더 일  발 했기 때문인데, 타액에서 코티졸

을 분석하는 것에 한 심은 70년  말 방사선면역

분석법의 발달로 인해 각 을 받기 시작했다. 한편 스

트 스 연구에서 타액측정과 연 된 문제는 타액분

비율과 련이 있다. 즉 스트 스의 다른 효과 에서 

스트 스는 타액의 흐름을 감소시키고 타액에서의 

어떤 물질의 농도를 바꿀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코티졸은 작고 높은 지용성을 가지고 있어 세포막을 

통해 타액으로 쉽게 확산될 수 있기 때문에 타액의 

흐름성은 타액의 코티졸 벨에 거의 향을 주지 않

는다.
7,46)
 즉 연구자가 교감신경계 자극 때문에 타액의 

비율이나 성분의 변화에 한 걱정없이 타액의 코티

졸을 측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스트 스에 

한 호르몬 지표가 많이 이용되는 실험에서도 액  

타액의 코르티코이드는 카테콜라민보다 반응시간이 

더 길면서도 정맥천자와 같은 자극에 해서도 반응

의 정도가 민하지 않기 때문에 더 많이 이용된

다.12-16,23-29) 그러나 짧은 기간의 스트 스와는 달리 

타액내의 코티졸의 만성 스트 스에 한 효과에 

해서는 확실한 자료가 없기 때문에 향후 인간의 코티

졸 시스템이 오랜 스트 스에 응하는지 는 생리

인 변화를 나타내는지에 해서는 명확히 밝히는 

것이 필요하다. 결과 으로 타액내의 코티졸의 측정

은 액과 요의 측정에서 보다는 좀 더 은 부작용

과 비용으로 인간에게서 스트 스와 련된 시상하

부-뇌하수체-부신축 반응을 좀 더 쉽게 측정할 수 있

게 한다.

  다른 타액내의 일부 호르몬들은 스트 스에 한 

변화가 항상 명확하지 않으나, 재까지는 테스토스

테론, 성장호르몬 그리고 롤락틴 등은 스트 스에 

민하다고 알려졌다.1) 최근까지 스트 스와 내분비

계에 미치는 향에 한 연구는 주로 에피네 린, 노

르에피네 린과 같은 카테콜라민과 코티졸을 심으

로 이루어져 왔으나 모든 호르몬은 신체내의 많은 생

화학   생리 인 과정에 범 하게 향을 미치

기 때문에 여러 가지 호르몬들을 동시에 측정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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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스트 스가 각종 신체 인 질병들을 일으키는 기

을 규명하는데 효과 일 것으로 사료된다. 

Ⅳ. 결    론

  스트 스는 내분비의 변화와 연 이 되어 있기 때

문에, 내분비 활동의 측정은 압, 맥박, 체온 그리고 

호흡과 같이 쉽게 얻을 수 있는 방법보다 스트 스를 

받는 동안에 더 좋은 생리학 인 변화의 지표가 될 

수 있다. 즉 호르몬은 스트 스를 받는 동안 나타나는 

신체 인 변화와 확실히 연 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스트 스 호르몬들이 액이나 소변에서 분석되고 

일부는 타액에서도 분석되고 있다. 스트 스 호르몬

을 이용한 연구에 있어서 표본채취의 편리성, 연구비

용 그리고 표본을 채취할 때 신체 인 구속이나 윤리

인 문제 등을 고려해 볼 때 타액을 이용한 분석은 

많은 장 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에피네 린, 노르에

피네 린과 같은 카테콜라민과 코티졸 만이 타액에

서 스트 스와 질병에 한 연구를 해 분석되었고 

테스토스테론, 로게스테론, 성장호르몬, 갑상선호

르몬, 롤락틴 그리고 세로토닌과 같은 호르몬 등은 

재까지 스트 스와 련된 연구에 잘 활용되고 있

지 않다. 따라서 타액을 이용한 스트 스 호르몬의 

체 인 분석은 스트 스가 각종 신체 인 질병들을 

일으키는 기 을 연구하는데 있어서 매우 요하며, 

특히 원인이 불분명하여 스트 스와 연 된다고 추

정되는 구강안면통증의 원인  발병기 에 한 연

구에 활용도가 매우 높으리라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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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pplication of Stress Hormones in Saliva in Research 

of Orofacial Pain Related with Stress

Ji-Won Ryu, D.D.S.,M.S.D., Chang-Lyuk Yoon, D.D.S.,M.S.D.,Ph.D., Jong-Mo Ahn, D.D.S.,M.S.D.,Ph.D.

Department of Oral Medicine, College of Dentistry, Chosun University

  Many diseases occur by stress or effect of stress. The basis for using hormones in research of stress is the 

observation that most systems in the body show changes during stress and that hormonal markers in these changes 

are related with stress. Conceptually, the central role of sympathetic nervous system(SNS) and 

hypothalamus-pituitary-adrenal(HPA) axis activity in stress provides copious justification for measuring hormonal 

changes. Catecholamines like epinephrine and norepinephrine, cortisol, testosterone and growth hormone and so on show 

sensitive reaction to stress. The major advantage of salivary sample to stress research is that its sampling technique 

can be performed in non-stressful conditions and without physical restraint and ethical problems. Because hormone levels 

in saliva is a good reflection of hormone levels in plasma, application of stress hormones in saliva is very useful for 

research of orofacial pain related with stress.

Key words : Stress, Hormone, Saliva, Orofacial pain


